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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in dating college 
students. Methods: With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468 college students who have had dating experiences 
were recruited and answered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with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sexual assertiveness of college students showed sig-
nificant results: positive correlations with self-assertiveness and negative correlations with traditional sexual attitude, 
gender role stereotypes. Significant predictors of sexual assertiveness were traditional sexual attitude, gender role 
stereotypes, and self-assertiveness. These variables explained 37% of the variance in sexual assertiveness. 
Conclusion: Finding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identify and improve communication patterns in relation to sexual 
assertiveness. There is a need for sex education programs for college students that are relevant and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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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성(性)에 대한 허용과 개방이 가속화되는 사회적 환

경 속에서 이성교제의 증가, 성 가치관의 변화 등 개인의 성적 

표현이나 성행동은 보다 자유로워지고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

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성교육이나 성보호 제도는 미비하고 개

인의 안전한 성행동 실천도 매우 낮아 성문제가 날로 증가하

고 있다. 특히 대학생은 허용적인 대학 분위기와 개방적인 성

문화를 접함으로써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성행동으로 여러 건

강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Yoo, Park, & 

You, 2012). 대학생들의 성행동 경험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41.6%가 성교경험이 있으며(Kim, Yoo, & Song, 

2013), 성교경험 대학생의 17.6%가 원하지 않은 임신경험과 

21.9%가 인공유산 경험이 있다는 보고(Sohn & Chun, 2005)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性) 건강관리가 필요함을 시사

한다.  

성행동에 있어서 상호 간의 성적 관심이나 성행동의 요구수

준이 다를 때 성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친 한 관계에

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허용하는 

경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데이트 파트너의 요구를 응낙

한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와 실망감, 자아존중감의 저하와 같

이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되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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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이후 데이트 성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Impett & 

Peplau, 2003). 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

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녀 대학생의 20.5%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데이트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준비되

지 않은 성교로 인해 성 매개성질환, 원하지 않는 임신 등의 신

체적 문제 외에도 불쾌감, 모욕감, 불안, 두려움, 우울, 분노, 위

축, 이성에 대한 불신, 대인기피 등의 심리사회적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ng, 2002). 

따라서 이성교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적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성 건강을 돌보는 자율적 건강행위의 개입 프

로그램이 대학생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데이트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성적 상황에서 원치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성적 자기주장이 요구된다. 

성적 자기주장은 성적인 상황에서 자기감정의 균형, 자신 

간의 이득, 자신의 자부심, 사회적으로 떳떳함 등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즉 성적 자율성이 내재되었

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로 성적 자기결

정권과 일맥상통한다(Lee & Lee, 2006). 성적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내 ‧ 외적인 조건에 영향 받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구나 

충동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안전한 성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Kim, Kang, & Jeong, 2012). 성적 자기주장은 원하지 않는 

성행동 혹은 안전하지 않은 성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성행동을 시도하거나 실

행하는 등의 성적 목표를 달성하는 기능도 한다(Lee & Lee). 

따라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대학생들

이 이성교제 과정에서의 성적 자기주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남녀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하여 성역할 고정관념

에 관한 대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결과(Oh, Kang, & Kim, 2010)

를 볼 때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전통적인 여성성을 내면화한 여성의 경우 그녀가 

속한 사회의 기대나 규범에 의한 성별화된 각본에 더 많이 의

지하게 되어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Impett & Peplau, 2003). 여성이 자기보호를 

위해 성병예방이나 피임을 주장할 때도 여성에게는 성적 능동

성이 요구되는데, 이때 여성에게 기대되는 수동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여성의 자기보호를 위한 성적 능동성이 자기 안에 

대치되어 내적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Kiefer ＆ Sanchez, 

2007). 

또한, 대학생의 데이트성폭력 피해와 가해 연구에서도 전

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 위주의 강간통념이 성적 자기

주장을 약화시켜 데이트 상황에서의 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경

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Lee & Lee, 2005), 성역할 

고정관념과 상반되는 양성 평등적 태도에 관한 대학생 연구에

서는 성평등 의식이 높은 여학생일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났다(Yang & Lee, 2008).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볼 때, 

성역할 고정관념과 강간통념은 성적 자기주장을 저해하는 요

인이 되는 반면, 양성평등의식과 자기효능감은 성적 자기주장

을 높이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여성이 전통적 성태도를 지닐수록 실제 성행동에서도 수동

적인 역할을 할 경향이 높으며, 수동적인 성행동은 성적 자율성

을 저해하게 되어 결국 성적 만족도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와 반

대로 남성에게는 전통적 성태도가 주도성을 요구하여, 전통적 

성태도가 성적 자율성을 높여 성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내었다(Kiefer & Sanchez, 2007). 이처럼 전통적 성태도

가 남녀에 따라 성적 자율성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듯이, 일상생활에서의 성별에 기반을 둔 성역할 고

정관념 변인과 성적 활동에 국한된 전통적 성태도 변인 각각에 

대한 성적 자기주장과의 관련성 확인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성적 자기주장은 일반적인 자기주장과도 연관성이 높은데,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특성으로 대부분의 여성들

은 착한 여성이 되어야만 하는 사회적 기대로 상대방의 기분

에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사회화되었고, 여성의 자기표현을 금

지하는 사회화된 언어 또는 메시지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여

러 형태의 자기주장이 서툴다(Jang, Cha, & Lee, 1992). 이러

한 사회화과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장을 잘하는 여성은 성적

인 상황에서도 주도, 거절, 예방적인 성적 자기주장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Song (2006)은 여대생의 성과 자기주

장에 관한 연구에서 성경험 여부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경험이 있는 여대생들이 성경험이 

없는 여대생보다 자기주장이 유의하게 높아, 성장과정에서 이

미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주장능력이 이성교제 간 성 접촉 경

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Lee (2001)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를 하는 십대 후반 여학생들의 경우 성 접촉이 진행

될수록 자기주장이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적인 상황에서 자율성을 행사

하는 효율적인 의사소통기술로서 성적 자기주장이 일상적인 

자기주장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대학생의 성 건강관

리 프로그램에 활용 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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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장 점수가 높은 여성은 안전하지 않은 삽입성교, 항문

성교와 위험한 파트너와의 성교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Harlow, Quina, Morokoff, Rose, & Grimley, 1993). 여대

생의 불안이나 적대감과 같은 정신건강 요인과 성적 자기주장

과의 관련성 연구(Yoo & Park, 2004)에서 여대생의 불안수

준이 높을수록 원치 않은 성관계 응낙동기가 높게 나타났으

나, Choi (2005)의 연구에서는 성적자기주장과 불안 및 적대

감의 상관정도가 미약하였고, 성적자기주장에 성 관련 경험 

특성과 의사소통유형이 주요 변수임을 밝혀냈다. 또한 남녀대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연

구에서 감소된 자아존중감이 성적 자기주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감소된 성적 자기주장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을 

증가시킴을 보고하였다(Sohn, 2010). 이러한 성적 자기주장

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주를 이루며 남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

을 주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

구는 대학생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

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상대에게 전달하면서 서로 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성적 자기주장훈련 및 효과적인 성 

건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으며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을 파

악한다.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

도, 자기주장의 정도를 파악한다.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과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

태도,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성적 자기주장

타인의 성 욕구나 의도에 의해 강요되지 않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성 욕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

을 의미하며(Morokoff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Lee와 

Lee (2006)가 Morokoff 등이 개발한 영문형 성적 자기주장 

척도를 한국형 자기주장 척도로 재구성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

정한 점수를 말한다. 

2)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

역할 태도로 남녀역할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과 기대를 가지

는 것을 말하며(Oh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Kalin과 Tilby 

(1978)가 개발한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를 Kim, Choi와 Sohn 

(2001)이 우리문화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 ‧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3) 전통적 성태도

남녀의 다양한 성적 활동이라는 구체화된 성역할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서, 남성 주도와 여성 수동의 성역할을 의미하며

(Kiefer & Sanchez, 2007), 본 연구에서는 Kiefer와 San-

chez가 개발한 척도를 연구자가 직접 번안하여 측정한 점수

를 말한다.

4) 자기주장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

쾌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견해 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하며(Galassi, 1977), 본 연구에

서는 Rathus (1973)가 개발한 도구를 Song (2006)이 번안,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

적 성태도, 자기주장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인들이 대학

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횡단

적 조사연구로서, 상관성 조사연구설계를 이용하였다.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대상은 서울?경기 지역 남녀공학 3개교 및 여대 2개

교에 재학 중인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으로 수업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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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편의표집 하였다. 조사는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원 3

명에 의해 2010년 11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자의 윤리보호에 대

한 설명을 한 후 응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비 보장을 위해 연구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서

면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양수업 담

당교수의 동의를 얻어 수업 시작 10분 동안 설문 조사하였다. 

G*Power 3.1.3 프로그램(Erdfelder, Faul, ＆ Buchner, 

1996)으로 다중회귀모형의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본 연구에

서 분석하고자 하는 3개의 독립변인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는 경우 효과크기 .02, 5% 유의수준과 80% 검정

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대상자는 395명이었는데, 본 연구에

서는 회수된 654부 설문지 중 이성교제 경험이 없거나 불충분

하게 응답한 186부를 제외한 46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은 Morokoff 등(1997)이 개발한 성적 자기

주장 척도를 Lee와 Lee (2006)가 한국형 성적 자기주장 척도

로 재구성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Lee와 Lee (2006)가 개발한 성적 자기주장 척도는 주장, 거

절, 임신-성병 예방의 3개요인 15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주

장 요인은 파트너와 성 접촉 상황에서 본인의 만족을 위해 성적

인 접촉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절 

요인은 파트너와의 성 접촉 상황에서 원치 않는 성 접촉에 대하

여 거절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임신-성병 예방 요인은 성교 

시 콘돔을 사용하게 되는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는 가에 관련

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15문항에 대한 요인구조를 확인하

기 위해 주성분요인 추출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여 요인가 .3 이

하인 1개 항목을 제외한 3개요인 14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Lee와 Lee (2006)의 연구에서 재구성한 척도는 여대

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 척도를 구성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는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남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

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적절성을 확인하였으며, 한국 대학성평

등상담소 협의회 소속 대학의 성상담 전문가 4명에게 각 문항

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단계를 거친 후 남녀 대학생에게 사

용하였다. 본 도구는 성행동의 시도,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대

한 거부, 임신 및 성으로 감염되는 질병에 대한 예방으로 구성

된 총 14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와 Lee의 연구에서 Cronbach's ⍺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1이었다.

2)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은 Kalin과 Tilby (1978)가 개발한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를 Kim 등(2001)이 우리문화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 ‧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고정관

념, 경력개발, 대우평등, 성적평등으로 구성된 총 19문항의 5

점 척도의 도구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

음을 의미한다. Kim 등의 연구에서 Cronbach's ⍺=.73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3) 전통적 성태도

성적인 활동에 있어서 남녀의 역할 수행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iefer와 Sanchez (2007)의 5문항

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한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

기 위해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 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원과 여

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전문강사 3명에게 문항 표현의 검토를 

요청하여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척도를 동시 통번역을 전공하

는 대학원생 2명에게 한글척도를 영문으로 재번역하는 과정

을 거쳐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높였다. 5문항에 대한 요인구조

를 확인하기 위해 주성분요인 추출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여 1

차적으로 요인 추출 값을 살펴보았다. 요인 추출 값이 .40 이

하가 없었으며, 요인분석 결과 5문항 전체가 같은 단일 분산을 

이루고 있었으며, 총 설명변량 값은 67.84%였다. 성적인 활동

은 남성의 당위적 능동성, 남성의 당위적 지배성, 여성의 당위

적 수동성, 남성의 선호적 주도성, 여성의 선호적 수동성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

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접촉 시 남녀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성인식을 가졌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
=.88이었다. 

4) 자기주장 

자기주장 척도는 Rathus (1973)가 개발하고 Song (2006)

의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주장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

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번안한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

기 위해 3명의 전문가에게 번안 척도의 타당도를 ‘상중하’로 

평정하고 문항 표현의 검토도 요청하였다. 자기주장 척도는 

역문항 17개를 포함하여 전체 30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

도는 사회적 접촉을 피하는 것,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

기를 주저하는 것, 사회적 불안과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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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Sexual Assertivenes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6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ual assertiveness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Female 

225 (48.1)
243 (51.9)

51.76±7.20
55.41±6.92

-6.38 .001

Grade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124 (26.5)
123 (26.2)
98 (21.0)
123 (26.3)

54.93±6.98
55.05±6.80
53.59±7.30
54.36±7.56

1.50 .212

Major Humanities & sociala

Science & technologyb

Health & medicalc

Arts & physical educationd

105 (22.4)
138 (29.5)
117 (25.0)
108 (23.1)

56.21±7.05
51.04±6.83
56.59±6.65
52.94±6.52

30.78 .001
(c, a＞d, b)

Religion Yes
No

243 (52.0)
225 (48.0)

56.03±6.84
53.06±7.14

6.29 .001

Residence Family residence
Alone

293 (62.6)
175 (37.4)

54.80±7.01
54.12±7.32

1.26 .210

Intercourse 
experience

Yes
No

185 (39.5)
283 (60.5)

53.87±7.81
54.93±6.82

-2.01 ＜.05

방에게 합리적으로 요청하거나 비합리적인 요청을 거절하는 

것,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등 사회적 상황을 표현

해주는 각 문항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얼마나 잘 나타내주고 

있는지 응답하는 방식을 통해 자기주장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

으로 구성되어 있다. Song의 연구에서 Cronbach's ⍺=.76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관련 요인은 서술통계를 이

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

의 차이는 t-test, ANOVA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성적 자기주장과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

장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이 성적 자기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학년, 전공, 

거주형태, 종교, 성교경험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1.1±2.3세이었으며, 성별은 여성 243명(51.9 

%), 남성 225명(48.1%)이었다. 학년은 1학년 124명(26.5%), 

2학년 123명(26.2%), 3학년 98명(21.0%), 4학년 123명(26.3 

%)이었으며, 전공은 인문사회 105명(22.4%), 공과계열 138

명(29.5%), 보건계열 117명(25.0%), 예체능계열 108명(23.1 

%)이었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동거 243명(52.0%), 혼자 거주 

225명(48.0%)이었다. 종교는 있음 243명(52.0%), 없음 225

명(48.0%)이었으며, 성교경험에서는 있음 185명(39.5%), 없

음 283명(60.5%)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고정관념, 전통적 성태

도, 자기주장

연구대상자의 전통적 성태도 정도는 평균 14.12±3.92점

(범위 5~25점)으로 나타났으며 성역할 고정관념 정도는 평균 

38.59±6.90점(범위 19~60점)이었다. 자기주장 정도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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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ationships among Sexual Assertiveness and Other Study Variables (N=468)

Variables

Gender role 
stereotypes

Traditional 
sexual attitude

Self
assertiveness

Sexual 
assertiveness

r (p) r (p) r (p) r (p)

Gender role stereotypes -

Traditional sexual attitude .39 (＜.001) -

Self-assertiveness -.18 (＜.001) -.19 (＜.001) -

Sexual assertiveness -.37 (＜.001) -.27 (＜.001) .45 (＜.001) -

95.43±14.01점(범위 55~140점)으로 나타났으며 성적 자기

주장 정도는 평균 54.62±7.14점(범위 28~74점)으로 나타났

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 차이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에 차이

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성적 자기주장은 성별, 전공, 종교 

유무, 성교경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 거주형태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t=-6.38, p< 

.001)에서는 여자(55.41점)가 남자(51.76점)보다 성적 자기

주장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F=30.78, p<.001)에서는 보건

계열(56.59점), 인문계열(56.21점), 예체능계열(52.94점), 공

과계열(51.04점)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인문계열이 예체

능 및 공과계열보다 성적 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났다. 종교유

무(t=6.29, p<.001)에서는 있음(56.03점)이 없음(53.06점)

보다 성적 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났다. 성교경험여부(t=-2.01, 

p<.05)에서는 경험이 있는 학생(53.87점)보다 경험이 없는 

학생(54.98점)이 성적 자기주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은 여학생, 보건 및 

인문계열, 종교가 있거나 성교 경험이 없는 경우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1). 

4.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

장 간의 관계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한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과 전통적 성태도

(r=.39, p<.001)간, 자기주장과 성적 자기주장 간(r=.45, p< 

.001)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

다. 즉,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태도를 가졌

으며,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적 자기주장(r=-.37, p< 

.001), 전통적 성태도와 성적 자기주장(r=-.27, p<.001), 성

역할 고정관념과 자기주장(r=-.18, p<.001), 전통적 성태도

와 자기주장(r=-.19, p<.001)간에는 통계적으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낮으며, 전통적인 성태도를 가질수록 성적 자기주

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장에 있어서도 성역할 고

정관념이 높고 전통적인 성태도를 가질수록 자기주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5.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이 성

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적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전공, 종교, 거주형태, 

삽입성교경험유무)을 통제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Table 4와 같다. 독립변수에 대해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먼

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서는 -.18에서 .45로 .80 이상인 설

명변수가 없어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으며, 자기

상관(독립성)을 나타내는 Dubin-Watson 통계량이 1.81로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468)

Variable M±SD Range

Gender role stereotypes 38.59±6.90 19~60

Traditional sexual attitude 14.12±3.92  5~25

Self-assertiveness  95.43±14.01  55~140

Sexual assertiveness 54.62±7.14 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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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

한 결과 공차한계가 .83~.95, 분산팽창인자가 1.04~1.2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다음으로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

기 위한 검정결과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

도 만족하였다.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값

은 1.0을 초과하는 값은 없었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어 회귀분석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별(β=.14, p<.001), 인문계열

(β=.31, p<.001), 공과계열(β=-.45, p<.001), 보건계열(β
=.19, p<.001), 성역할 고정관념(β=-.17, p<.001), 전통적 

성태도(β=-.08, p<.05), 자기주장(β=.34, p<.001)이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성

별, 전공,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설명력은 37%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

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을 조사하고, 인

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

하였으며,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데이트 경험

이 있는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은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특히, 대학생의 일

반적 특성 변인을 통제하여 성별, 전공, 성역할 고정관념, 전

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의 

성별, 전공,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이 성

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설명력은 3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에 차이가 있는지

를 분석한 결과, 성적 자기주장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

았으며, 보건 및 인문계열 학생, 종교가 있는 학생, 성교경험

이 없는 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에 있어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성적 자기주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녀를 대상으로 그 차이를 비

교한 연구는 거의 없어 연구결과를 비교하기 어렵다. 하지만 

유사개념으로서 성적 자율성을 성별로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 

여자대학생군이 남자대학생군보다 성적 자율성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나(Chang & Lee, 2003; Kim et al., 2012),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남학생의 성 개념이 행위 중심적이

며 성기 중심적인 점에 비해, 여학생들은 성행동의 결과가 원

하지 않는 임신, 인공유산, 성병감염 등 여성의 몸에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스스로가 자기 

몸을 돌보고 대처하고자 실천적인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

라고 해석된다. 일상생활에서 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탈

피하지 못하고, 성행동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

현하지 못하는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으

므로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 지식의 강화만을 

목표로 교육할 것이 아니라, 자기주장능력 및 의사소통 기술

을 포함시킨 성적 자기주장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여학생들의 성의식 향상과 성경험

에 있어서 성별 빈도 차이가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여성용 성

적 자기주장 척도를 남녀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후속 연구로서 성적 자기주장 문항

에 대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요인분석이 포함된 남

녀공용 성적 자기주장 도구 개발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계열별에서는 보건계열 학생들이 전공 특성상 생물학적 성

(sex)에 대한 지식이 높고, 임신 ‧ 성병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

한 정보에 노출되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타 계열 학생들보

다 성적자기주장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종교가 있는 

학생들이 성적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Han (2010)이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종교와 성태도 간 관계 연구

에서 종교성이 높을수록 혼전 성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고, 종교성은 성태도에 있어 억제효과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인 순결성 등을 강조하는 종교적 가치규범에 의한 

태도 차이로 사료된다.

성교경험 여부에 따라 성교경험이 없는 학생이 성교경험이 

Table 4. Predictors of Sexual Assertiveness (N=468)

Variable β t (p)

Gender (1=women) .14 3.34 (＜.001)

Major: Humanities ＆ social .31 6.48 (＜.001)

Major: Science ＆ technology -.45 -8.16 (＜.001)

Major: Health ＆ medical .19 4.25 (＜.001)

Gender role stereotypes -.17 -3.89 (＜.001)

Traditional sexual attitude -.08 -2.05 (<.05)

Self-assertiveness .34 8.75 (＜.001)

Adj. R2=.37, F=39.7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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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학생보다 성적 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적 

접촉이 심화됨에 따라 성적 자기주장능력의 감소를 보였다는 

연구(Lee, 2001)와 Choi (2005)의 연구에서 성교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성교경험이 있는 경우가 성적 자기주장능력이 낮았

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전통적 성태도는 성적 자기주장에 부적

인 상관을 보임으로써, 이 두 요인은 성적 자기주장과 부정적

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남녀 대학생이 개방적 

성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다는 Kim 등

(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자기주장은 성적 자기

주장에 정적 상관을 나타내 자기주장과 성적 자기주장은 긍정

적인 관련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여대생의 자기주장능력이 

이성교제 간 성접촉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Song (2006)의 주

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는 성적 자기주장 향상을 위한 교

육이나 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성역할 고정관념과 전통적인 성

태도는 낮추고, 자기주장을 높이는 방안이 도움 될 것임을 시

사한다. 

성적 자기주장의 요인에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에 의해 예측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주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장은 대인관계의 

출발점이자 의사소통의 핵심 요소로, Choi (2005)의 연구에

서도 성교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일치형 의사소통이 성적 자기

주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성적 자기주장

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에 자기주장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이는 평소 개인의 권리존중

과 정신건강 측면에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일치되는 의사를 

표현하는 훈련, 그리고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자신의 욕구와 

기대를 솔직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통해 성적인 상황

에서도 자신의 정당한 요구나 기대, 생각, 견해, 감정과 일치

되는 성적 자기주장 능력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전통적으로 성별화된 사회규범을 말하

는 것으로,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을 내면화한 정도를 의

미하는데, 이것이 여대생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절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성적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자기주장을 어

렵게 한다(Morokoff et al., 1997). 이는 사회 규범화된 성역

할이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행동을 안내하고 구속하는데, 특

히 친 한 관계에서의 남녀가 만나는 성적 상황에서는 더욱 

성역할을 따라야 할 것 같은 사회적 압력을 느낀다(Kiefer & 

Sanchez, 2007)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성태도는 성적인 활동에서 남성에게는 성

행위를 주도하기를 기대하지만, 여성에게는 남성의 성적 주

도에 따르기를 기대하는 것으로(Muehlenhard & McCoy, 

1991), 이는 전통적 성태도가 수동적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성적 자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Kiefer & 

Sanchez, 2007)를 지지해주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성태도

를 지양하고, 성적 상황에서도 남녀가 보다 성적으로 평등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성적 자기주장 훈련이 필요하리라 사

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나타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대부분의 국내의 성적 자기주장에 관한 연구

가 거절과 예방요인 위주로만 진행되었던 것을 성적 자기주장

의 개념이 인간의 자율성에 근거한 것이기에, 자율성에는 원

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것 뿐 아니라, 원하는 것을 주도적으

로 표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지 거절이라는 상대방 

파트너의 요구에 대한 반응적인 성적 자기주장 개념이 아니

라, 주도적이고 주체적일 수 있을 때 예방도 잘할 수 있음을 고

려하여, 원하는 성행동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주도 개념을 포함한 성적 자기주장

의 개념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Hong (2002)도 

그동안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금욕적인 절제 위주의 

전통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해왔으나, 청소년 성문제 예방이나 

해결에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성과 관련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적 자기주장을 향상시키는 교

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에 주도성을 포함한 주체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성적 자기주장의 하위요인인 

주도, 거절, 예방을 모두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둘째,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거절 여부로 성적 자기주장을 

판단하는 것이 자칫 편협한 이해를 가져올 여지가 있음을 조

심스럽게 지적하고자 한다. Impett와 Peplau (2003)는 원하

지 않는 성적 응낙을 하는 사람의 동기에 따라 성관계 이후의 

심리적 안녕에 다른 결과를 나타냄을 밝혔다. 그러므로 원하

지 않는 성적 응낙을 하였더라도 동기에 따라 다르다는 외국

의 선행연구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나타내는지 반

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갖는다면, 원하지 않는 성적 응낙에 관한 교육과 상담에서도 

단지 원하지 않는 성적 응낙을 거절하여야 한다는 교육도 중

요하지만 자신의 동기를 파악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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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기주장에 관련된 연구이므로, 성적 다양성을 갖는 관계

로까지 확대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표집에서 성적 정

체성에 관한 질문 없이, 설문에 응한 모든 학생들이 이성애자

임을 암묵적으로 설정한 부분은 본 연구의 표집의 순수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차후의 연구에서는 이성교

제 중의 성적 자기주장 연구에서는 성적 정체성을 구별한 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

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의 정도를 확인하고, 성적 자기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은 성역할 고정관

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회

귀분석 결과에서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

도, 자기주장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학

생 시기는 이성교제가 본격적으로 활발해져 이성교제를 통해 

서로의 헌신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이성과의 성행동

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확인하고 실현하게 되

며, 그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친 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내

적 혼란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내면화된 성가치, 성태도 및 성

인식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성적 

존재로서 성적 자기를 확인하고 성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개인

의 성적 자기결정권인 성적 자기주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성교제 시 데이트 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상호존중인 소

통을 할 수 있는 훈련 즉, 성적 자기주장 훈련, 인권 감수성 훈

련, 섹슈얼리티 감수성 훈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대학 내 성을 다루는 성 교육자와 성 상담자들을 성

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 교육, 훈련하는 다양

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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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Sexual assertiveness research was targeted at female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who experi-

enced unwanted sexual relations that mainly focus on ways to refuse and prevent. 

￭ What this paper adds?
Male college students reported lower score of sexual assertiveness, compared to female students. Sexual 

assertiveness was explained by traditional sexual attitude, gender role stereotypes, and self-assertiveness. 

Expanding the concept of self-leading which includes self-assertion was important in this study.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It will be used for development of sex education programs as well as for the sexual-assertive-

nes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